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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내부에 그려진 벽화는 온·습도 등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고분벽화의 마감층은 사용된 재료 특성과 습도 조건에 

따라 보존성에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을 사용하여 마감층을 제작한 송산리 6호분 벽화를 대상으로, 마감층

의 재료 특성에 따라 건조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물리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입도분석 결과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은 실트 

이하가 약 85.0wt%, 그 안의 점토가 약 14.0wt%로 대부분이 실트와 점토이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시료에 대한 물성평

가 결과 표면 변화율은 벤토나이트 마감층 재현 시료가 15.5%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청자토 마감층 재현 시료 

7.8%, 황토 마감층 재현 시료 6.3% 그리고 백토 마감층 재현 시료 6.2%의 순으로 확인되었고, 태토별 시료에서도 같은 순서의 변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수축률 및 팽창률 측정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의 표면 변화율을 나타냈으며, 벤토나이트 조건이 가장 큰 변화

를 보였다. 실험결과, 토양으로 구성된 마감층은 미분부 함량으로 인한 입자간의 응집도와 함께 점토광물의 종류에 따른 팽창성 등의 

영향으로 인한 응력과의 관계 등이 물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에 발생된 물리

적 손상은 토양이 갖는 재료적 특성과 고습한 고분 내부에서 발생되는 환경변화 등의 요인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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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분벽화는 외부와 차단된 상태의 고습한 환경에서 

보존되며, 벽화 마감층은 벽체의 최종 층위를 구성하기 때

문에 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고습한 조건

에서 유지되는 고분벽화는 환경변화로 인한 건조가 발생될 

경우 마감층의 균열 또는 박리·박락 현상이 발생될 수 있

으며, 이러한 물리적 변화로 인해 벽화 일부가 소실되는 손

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공주 송산리 6호분 고분벽화는 6세기 전반에 축조된 

백제시대 고분으로, 전돌을 쌓아 석실을 조성하였고 현실 

벽면에는 흙으로 조성된 벽화면 위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

다. 벽화는 1933년 발굴 이후 외부환경에 노출되면서 지속

적으로 손상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벽화면이 대부분 박락 

또는 유실되어 벽화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

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경순 2011a). 발굴 이후

부터 현재까지 송산리 6호분 벽화의 보존을 위해 제습기를 

설치하고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되는 등 고분벽화 보

존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손상 원인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분벽화의 손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벽화 구성

재료와 환경 조건 간에 상관관계가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벽화를 구성하는 재질 특성 및 습도조건에 따른 

물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고분벽화는 대부분 북한의 평양과 안악 그

리고 중국 집안에 위치해 있는 고구려 벽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는 백제 및 신라시대의 고분 몇 기와 가야시

대에 조성된 고분벽화 7기만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한국 

고대 고분벽화는 대부분 북한 또는 중국에 위치하며, 한국

에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고분벽화 보존관련 

연구가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간 국내에서 고분벽화를 구성하는 벽체의 재료 및 제

작기술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구려 시대에 제작된 고분벽화는 대부분 석회

를 사용하여 벽체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집안 하

해방묘구(集安 下解放墓區) 제 31호분의 마감층 분석결과 

소석회에 점토, 여물 등을 물과 함께 혼합하였다고 보고되

며(안병찬 2003), 쌍영총 벽화의 바탕재료 또한 석회가 사

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유혜선 2005). 또한 남북공동 고

구려 벽화고분 실태조사에 의하면, 평양일대 8기 벽화고분

에서 수습한 시료의 분석결과 석회성분과 모래, 식물섬유가 

혼합된 것을 확인하였다(안병찬 외 2006). 또한 최근 연구

에서는, 국내에 위치하는 유일한 가야시대 벽화고분인 고령 

고아리 고분벽화의 벽체가 패각을 소성시킨 석회로 제작하

표 1. 송산리 6호분 연구동향

No. 제목 저자 년도

1 백제 무령왕릉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1

2 송산리 고분군의 현황과 보존대책 충청남도 공주시 1998

3 송산리 고분군의 보존현황 충청남도 공주시 2000

4 송산리 고분군의 보존현황과 보존대책: 송산리 고분군 제2차 종합정밀보고 충청남도 공주시 2000

5 백제 송산리 6호 벽화고분 보존연구 충청남도 공주시 2010

6 공주 송산리 6호분 벽화의 제작기술 고찰 한경순 2011

7 공주 송산리 고분벽화 보존방안연구 충청남도 공주시 2012

8 공주 송산리 고분군 친환경 공조시스템 개발 충청남도 공주시 2014

9 한국 고대 고분벽화 제작기술에 관한 고찰 이화수, 한경순 2014

10 공주 송산리 고분 내 미생물 분포 및 보존환경연구 이민영, 김대운, 정용재 2014

11 공주 송산리 6호분에서 분리한 진균의 생화학적 특성 분석 및 생장제어 연구 이민영, 박희문, 정용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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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분석결과가 있다(이화수 외 2014a).

송산리 6호분 고분의 보존을 위해 그간 이루어진 연

구사례를 살펴보면, 1996년에는 송산리고분군의 보존처리

와 고분 내 습기 및 결로현상 제거를 위한 공조기 시설 등

의 연구가 시작되었다(충청남도 공주시 1998). 1997년에는 

제습기 설치가 진행되었고, 이후 관람객이 고분 환경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분의 완전 폐쇄가 결정되

었다. 1999년에는 고분군 주변 환경 상시모니터링 등에 관

한 송산리 고분군 2차 종합정밀조사가 실시되었으며(충청남

도 공주시 2000), 2004년에는 항온제습기(90%, 18℃)를 설

치하여 6호분 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2010년 연

구에서는 제습기 가동 시기에는 고분 현실의 습도가 95%

를 유지하였으나 가동이 중단된 시기에는 99% 이상의 과

습이 유지되었으며, 고분 내 벽화 마감층은 균열과 함께 박

리·박락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충청남도 공주

시 2010a). 2012년에는 고분 내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 벽화제작 기법 및 응급 보존처리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충청남도 공주시 2012). 그리고 최근 2013년에는 송

산리 고분군 친환경 공조시스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송

산리 6호분 벽화에 대한 미생물 제어 및 손상도 평가 등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이민영 외 2014; 이민영 외 2015).

송산리 6호분 벽화와 관련하여 그간 이루어진 연구결

과에 따르면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은 미세한 입자의 

점토를 균일하게 정제하여 점토층을 만들었으며(충청남도 

공주시 2010b), 불규칙한 입자크기 또는 30㎛ 이하의 광물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응집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한경순 2011b). 그리고 송산리 6호분 내부의 연중 

상대습도는 평균 99.92%이며, 최대 100%의 포화수증기량

에 도달하고, 2013년 조사 당시 약 0.15%의 편차를 유지하

며, 아주 극미량의 건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청

남도 공주시 2014). 

토양으로 구성된 송산리 6호분 마감층은 점토광물의 

재료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분에 취약하며, 특히 습윤과 건

조가 반복될 경우 마감층 내부의 응력발생으로 인해 균열 

및 박락 등의 물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특징

을 지닌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의 보존성은 습도 조건

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송산리 6호분 벽화의 토양 마

감층을 구성하는 재료 조건에 따른 의사시료를 제작하여 

건조에 따른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실험결과를 통

해 벽화 토양 마감층에서 발생된 손상의 원인을 유추하고 

향후 관련 연구에 효과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송산리 6호분 벽화의 토양 마감층을 구성하는 재료조

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

해 크게 두 가지 조건의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원 벽체와 유사한 입도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리적 변

화 양상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태토의 종류에 따라 나타

날 수 있는 물리적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연구 프로세스

는 원 벽체 및 태토 분석, 의사시료 제작, 물리적 변화 특성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의사시료 제작에 사용되는 각 재료들의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분석이 실시되었다. 물리적 변화 특

그림 1. 의사시료 제작 및 평가 실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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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구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의사시편인 마감층 재현 시

료를 제작하기 위해 송산리 6호분 벽화의 마감층 구성 토

양에 대한 입도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의사시편 제작

에 사용되는 태토시료는 황토(Loess, 부여군 규암면 채취), 

청자토(Celadon soil, ㈜동영세라믹스), 백토(White clay, ㈜

영남고령토), 벤토나이트(Bentonite, ㈜일성케미칼) 네 종류

로 구분하여 광물결정상 및 입도분석이 실시되었다. 네 가

지 태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근거하여 실험에 적용하였

다. 황토는 일반적으로 토벽화 벽체 제작에 사용되어온 대

표적인 토양재료이며, 청자토는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상

업적 태토로써 입도의 균일성이 높은 특징을 지닌다. 백토

는 카올리나이트(Kaolinite), 벤토나이트는 몬모릴로나이트

(Montmorillonite)를 주로 함유하는 재료로써 태토에 함유

된 점토광물 특징에 따른 물리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선

정하였다. 

의사시편 제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루어졌

으며, 첫 번째는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과 유사한 조건

으로 의사시료(이하 ‘마감층 재현 시료’)를 재현하였고, 두 

번째로는 세 종류의 태토를 사용하여 의사시료(이하 ‘태토 

종류별 시료’)를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시료를 대상으로 건조 시 일어나

는 물리적 변화 특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시료에서 

발생되는 함수율 변화, 일정한 부피공간에서 발생되는 수축

률, 건조가 완료된 시료를 고습한 환경에 배치하여 재 수분

흡수로 인해 발생되는 팽창률을 확인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표면변화 및 균열 범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등 재료 특

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양상을 파악하였다(그림 1).

2. 연구내용

1) 원 벽체 및 태토분석

의사시료 제작 및 실험을 위해 송산리 6호분 벽화 마

감층 원 벽체 및 의사시료 제작용 태토의 재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앞서 언급한 송산리 6호분에서 박

락되어 채취된 마감층 시료와 황토, 청자토, 백토, 벤토나이

트 등 태토 재료 4종이다(사진 1). 분석은 각 재료의 정성

분석을 위한 X선 회절분석(XRD; X-Ray Diffraction), 각 재

료의 태생적 입도특성과 광물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입도분

석(Particle size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2). 

사진 1. 재질분석 시료. A: 송산리 6호분 마감층, B: 황토, C: 청자토, D: 백토, E: 벤토나이트.

표 2. 재질분석 시료 목록

시료구분 시료명 분석 방법 비고

원 벽화 벽체 송산리 6호분 마감층
광물결정상(XRD)

광물입자크기(LPSA)
실제 벽화 시료

의사시편 재료

황토(loess)

광물결정상(XRD)

광물입자크기(PSA, LPSA)
의사시편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청자토(celadon)

백토(white clay)

벤토나이트(bent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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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선 회절분석

송산리 6호분 마감층 시료 1종과 황토, 청자토, 백토, 

벤토나이트 태토재료 4종을 대상으로 시료정성분석을 실

시하였다. 전 처리는 2mm 체로 체질 후 아케이트 유발에 

200mesh 이하로 분쇄하였다. X선 회절분석(EMPYREAN; 

PANalytical; Netherlands)의 조건은 40kV, 40mA, 4°～

80°까지 0.026°/sec(Cu Target, High resolution Pixel 

3D-256ch Detector)이다.

(2) 입도 분석

분석대상 토양의 입자크기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체

가름 입도분석 및 레이저 입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토양학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국 농무성 토양 구분 기

준을 준용하였다. 체가름 입도분석은 태토 4종에 대해 실

시하였으며, 분석대상 토양의 입자크기 분포를 확인하기 위

해 체가름 입도분석 시험기(ANALYSETTE 3 SPARTAN, 

FRITSCH, Germany)를 이용하였다. 시료의 입도분석은 한

국공업규격에서 정하는 입도분석 시험(KS F 2302)법에 따

라 마감층 시료를 각각 105℃에서 24시간 건조하고 분쇄하

여 전체 무게를 측정한 후 입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료의 미분부에 해당하는 세립사 이하의 입

자분포 확인을 위해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 시료 1종

과 태토 재료 4종에서 0.1㎜ 이하로 확인되는 재료를 대

상으로 레이저 입도분석(Laser Particle Size Analyzer, 

Mastersizer 2000, England)을 실시하였다. 시료 전 처리는 

습식방법으로, 건조된 시료를 50ml 튜브에 0.5g 넣고, 튜브

에 확산제(4% NA-hexametaphosphate)와 함께 증류수를 

넣어 24시간 교반시킨 후 시료를 사용하였다.

2) 의사시편 제작

의사시편은 마감층 재현 시료, 태토 종류별 시료 두 

종류로 나누어 제작하였으며, 각 시료는 실험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제작되었다. 함수율 및 표면변화 확인을 

위해, 실트 이하 토양입도가 갖는 탄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제작한 프레임에 미장하는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수축률 및 팽창률 확인을 위해 일정한 크기의 패트리디쉬

(미생물 배양 접시, Petridish, Φ87㎜)에 마감층 재현 시료 

및 태토 종류별 시료를 각각 130g씩 동일하게 담아 표면을 

균일하게 마감하였다(사진 2). 

(1) 마감층 재현 시료(Group 1)

송산리 6호분 마감층에 대한 체가름 입도분석 결과

를 토대로 총 네 가지 조건의 마감층 재현 시료를 제작하

였다. 첫 번째 시료는 대조군으로, 황토를 입도비에 따라 분

류한 후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의 토양 입도비율과 같

은 조건으로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나머지 세 조건의 실험

군 시료 역시 송산리 6호분 토양 마감층 입도비율과 같은 

조건으로 하여 청자토, 백토, 벤토나이트에서 각각 분리한 

실트 이하 크기의 토양을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섬유

질 및 풀의 첨가 여부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

사진 2. 의사시편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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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별도로 혼합하지 않았으며, 수분은 황토 중량비의 

40wt%를 사용하였다.

나머지 세 조건의 실험군 시료 역시 송산리 6호분 토

양 마감층 입도비율과 같되, 실트 이하 크기의 토양은 세 

가지 태토인 청자토, 백토, 벤토나이트에서 각각 분리한 것

을 혼합하여 제작하였다(표 3).

(2) 태토 종류별 시료(Group 2)

태토 종류별 시료는 청자토, 백토, 벤토나이트 3가

지 태토를 별도의 입도 분류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제작

하였다. 제작에 사용된 태토는 동일한 수분을 혼합하기 위

하여 7일 동안 자연 건조 후 사용하였으며, 건조된 시료에 

40wt%의 수분을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섬유질 및 풀 역시 

마감층 재현 시료와 동일하게 첨가하지 않았다(표 3).

3) 물리적 변화특성

(1) 함수율 변화

함수율 변화 측정은 초기에는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실시하다 점차적으로 측정시간 간격을 높여 실시하였으며, 

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 실험을 종료하였다

(0-24h : 1시간 간격, 24-48h : 2시간 간격, 48-72h : 4시간 

간격, 72-120h : 12시간 간격). 함수율 값은 시료의 시간별 

무게(소수점 첫째자리)를 측정한 후 역산하여 도출하였다.

(2) 표면변화도

의사시료의 표면변화 확인을 위해 함수율 측정과 동

시에 균열 여부 등을 관찰하였다. 먼저 육안관찰을 통해 

시료 표면의 물리적 변화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발생

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진촬영을 통한 이미지 기록을 실

시하였다. 균열의 경우 정량적인 너비와 길이 등을 확인하

기 위해 디지털 이미지를 적용하여 균열특성을 확인해야 

하는데(Alvis Atique and Marcelo Sanchez 2011), 본 연

구에서도 균열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값을 산출하기 위하

여 함수율 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시점까지 이미

지 기록을 진행하였다. 완료된 이미지는 상용프로그램인 

CAD(Autodesk Ver. 2014)를 이용하여 발생된 모든 균열의 

넓이를 합산하여 표시하였다.

표 3. 시편 목록

 No. 제작기준 재료 제작 형태

Group 1

Group 1-1

A-1 마감층 재현시료(황토) 황토

자체 제작

프레임

A-2

마감층재현시료(태토)

황토+청자토(silt)

A-3 황토+백토(silt)

A-4 황토+벤토나이트(silt)

Group 1-2

A1-1 마감층 재현시료(황토) 황토

Petri dish

A1-2

마감층재현시료(태토)

황토+청자토(silt)

A1-3 황토+백토(silt)

A1-4 황토+벤토나이트(silt)

Group 2

Group 2-1

B-1

태토 종류별 시료

청자토

자체 제작

프레임
B-2 백토

B-3 벤토나이트

Group 2-2

B1-1 청자토

Petri dishB1-2 백토

B1-3 벤토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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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축률 측정

수축률 측정은 항온항습(25±3℃, 50±10%)이 이루어

지는 공간에서 실시하였으며, 패트리디쉬 내에서 건조가 완

료된 시료의 지름변화를 측정하였다. 길이변화 측정은 디지

털 버니어 캘리퍼스(MAHR, CD-20CPX)를 이용하여 가로

축, 세로축, 높이를 정밀 측정하여 변화의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시료 제작 전 패트리디쉬에 가로축과 세로축을 표기

하여 동일한 지점을 측정하였으며, 수축 전 길이는 패트리

디쉬 내경 지름 값을 사용하였다. 수축률은 한국산업 표준

규격(KS L 4004)을 참조하였으며 시료의 평균값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4) 팽창률 측정

팽창률 측정은 수축된 시료를 항온항습기(25℃, 97%)

에 넣어 팽창률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수축률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였으며, 팽창 전 길이는 수축률 값을 기준

으로 하여 사용하였다. 팽창률에 대한 계산방법은 한국산

업 표준규격(KS L 4004)을 참조하였으며, 시료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적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벽체 및 태토 분석결과

1) X선 회절분석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 시료 분석결과, 1차광물

인 석영(Quartz)과 백운모(Muscovite), 장석(Feldspar)과 

탄산칼슘(Calcite)이 동정되었으며, 2차 점토광물로 철(Fe), 

알루미늄(Al), 마그네슘(Mg)을 주성분으로 하는 녹니석

(Chlorite)이 동정되었다(그림 2).

토양재료 분석결과 황토의 경우 1차광물인 석영

(Quartz), 백운모(Muscovite), 탄산칼슘(Calcite)이 동정되

었으며, 2차 점토광물로 운모 점토광물이 풍화되면서 칼륨

(K), 마그네슘(Mg) 등이 용탈되어 생기는 일라이트(Illite), 

1:1형 결정격자를 가진 카올리나이트(Kaolinite)가 동정되

었다(그림 3A). 

청자토의 경우 대표적인 1차광물인 석영(Quartz)과 

1:1형 결정격자를 가진 카올리나이트(Kaolinite)가 동정되

었다(그림 3B). 

백토의 경우 1차광물인 석영(Quartz), 백운모

(Muscovite)가 동정되었으며, 2차 점토광물로 운모 점토광

물이 풍화되면서 칼륨(K), 마그네슘(Mg) 등이 용탈되어 생

기는 일라이트(Illite), 1:1형 결정격자를 가진 카올리나이트

(Kaolinite)가 동정되었다(그림 3B). 

벤토나이트의 경우 1차광물인 석영(Quartz), 조장석

(Albite)이 동정되었으며, 벤토나이트를 구성하는 주요 점

토 광물 중 하나인 2:1 결정격자를 가진 몬모릴로나이트

(Montmorillonite)가 동정되었다(그림 3B).

2) 입도분석 

(1) 체가름 입도분석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 시료에 대한 체가름 입도

분석결과는 시료 크기 한계로 인해 기존 연구내용을 참고

하였다(충청남도 공주시 2014b). 분석결과 실트 이하 크기

가 약 57.0%, 세립사 이상 크기가 43.0%의 분포를 가지고 

그림 2.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 구성광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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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마감층 제작에 있어 대부분 실트 이하 크기의 토양이 

사용되었고 소량의 중립사 이상의 모래가 혼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A).

토양재료 시료에 대한 체가름 입도분석 결과 황토

를 구성하는 토양광물 입자들의 크기 분포는 극조립사 

약 3.8%, 조립사 약 21.7%, 중립사 약 26.2%, 세립사 약 

25.3%, 극세립사 약 10.3%, 그리고 실트 이하의 크기가 약 

9.2%의 분포 범위를 보인다. 청자토를 구성하는 토양광물 

입자들의 크기 분포는 세립사 약 4.0%, 극세립사 약 5.0%, 

그리고 실트 이하의 크기가 약 91.0%의 분포 범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토를 구성하는 토양광물 입자들

의 크기 분포는 극조립사 크기는 포함하지 않으며, 조립사 

약 0.6%, 중립사 약 3.4%, 세립사 약 46.0%, 극세립사 약 

26.4%, 그리고 실트 이하의 크기가 약 23.6%의 분포를 보

였다. 벤토나이트를 구성하는 토양광물 입자들의 크기 분

포는 세립사 약 10.9%, 극세립사 약 18.6%, 그리고 실트 이

하의 크기가 약 70.5%의 분포 범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그림 4B).

(2) 레이저 입도분석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 시료에 대한 레이저 입도분

석 결과, 실트 이하 크기는 약 85.0%이며, 그 안에 점토가 

약 14.0%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되어 대부분이 실트와 

점토 크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A).

토양재료 시료에 대한 레이저 입도분석은 황토의 경우 

약 94.0%의 광물입자가 실트 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

에 점토가 약 10.0% 포함되어 있다. 청자토의 경우 광물입자

의 약 98.0%가 실트 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 점토

가 약 16.0% 포함되어 있다. 백토의 경우 약 98.0%의 광물입

자가 실트 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 점토가 약 11.0% 

그림 3. A: 황토의 광물결정상 분석결과, B: 청자토, 백토, 벤토나이트의 광물결정상 분석.

그림 4. A: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 체가름 입도분석, B: 토양재료들의 체가름 입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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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있다. 벤토나이트의 경우 약 98.0%의 광물입자가 실

트 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 점토가 약 10.0%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트 이하의 크기는 점토보다 

실트 함량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5B).

2. 물리적 변화특성

1) 마감층 재현 시료

(1)함수율 변화

네 가지 태토시료는 28시간까지 유사한 함수율 감소

를 보이다가 30시간 이후부터 A-1 시료, A-3 시료, A-2 시

료, A-4 시료 순으로 높은 함수율 감소 값을 가진다. 80

시간 이후부터는 각각의 시료들의 함수율 감소 값의 차이

가 발생하며, 함수율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일정해

질 때의 최종 함수율 감소 값은 A-3 시료 10.4%, A-1 시료 

11.2%, A-2 시료 11.3%, A-4 시료 11.8%로 A-3 시료가 가

장 낮은 함수율 감소를, A-4 시료가 가장 높은 함수율 감

소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6).

(2) 표면변화도

시료의 표면변화는 A-3 시료와 A-4 시료에서 가장 먼

저 발생하였고, A-2 시료가 가장 늦게 발생되었다. 모든 시

료들의 표면변화는 다른 시점에 생기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며, 5일이 지난 후부터 더 이상 진행

되지 않았다. 표면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점에 최

종 변화면적을 CAD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각각의 시료

의 표면변화 면적은 A-1 시료 6.3%, A-2 시료 7.8%, A-3 시

료 6.2%, A-4 시료 15.5%로 확인되었으며, A-4 시료가 다

른 시료에 비해 표면 변화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진 3).

(3) 수축률 측정

수축률 변화에서는 A1-1 시료와 A1-3 시료가 평균 7.1%

로 가장 낮은 수축률을 보였으며, A1-2 시료는 평균 8.2%로 

중간에 해당하는 수축률을 보였다. 또한 A1-4 시료의 경우 

평균 19.4%로 가장 높은 수축률을 보였다(표 4, 사진 4).

(4) 팽창률 측정

팽창률 변화에서는 A1-1 시료와 A1-3 시료가 각각 

0.7%, 0.5%로 중간에 해당하는 팽창률을 보였으며, A1-2 시

료는 평균 0.3%로 가장 낮은 팽창률을 보였다. 또한 A1-4 시

료의 경우 1.4%로 가장 높은 팽창률을 보였다(표 5, 사진 4).

그림 5. A: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 레이저 입도분석, B: 토양재료들의 레이저 입도분석.

그림 6. 마감층 재현 시료의 함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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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표면변화 상태 CAD 

A-1

실험 전 시료
최초균열

(After 30H)
최종 표면변화 표면변화율

A-2

실험 전 시료
최초균열

(After 46H)
최종 표면변화 표면변화율

A-3

실험 전 시료
최초균열

(After 20H)
최종 표면변화 표면변화율

A-4

실험 전 시료
최초균열

(After 30H)
최종 표면변화 표면변화율

사진 3. 마감층 재현 시료의 표면변화. 

표 4. 마감층 재현 시료의 수축률

가로축 세로축

길이(㎝) 수축률(%) 길이(㎝) 수축률(%)

A1-1 -0.6 7.1 -0.6 7.1

A1-2 -0.7 8.2 -0.7 8.2

A1-3 -0.6 7.1 -0.6 7.1

A1-4 -1.6 18.8 -1.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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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마감층 재현 시료의 팽창률

가로축 세로축

길이(㎝) 팽창률(%) 길이(㎝) 팽창률(%)

A1-1 +0.05 0.6 +0.06 0.8

A1-2 0 0 +0.04 0.5

A1-3 +0.08 1.0 0 0

A1-4 +0.06 0.9 +0.12 1.8

실험 전 시료상태 수축 후 시료상태 팽창 후 시료상태

A1-1

A1-2

A1-3

A1-4

사진 4. 마감층 재현 시료의 수축과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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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토 종류별 시료

(1) 함수율 변화

세 가지 시료는 B-1 시료, B-3시료, B-2시료 순으로 

낮은 함수율 값을 보이다가 56시간 이후부터는 각각의 시

료들의 함수율 감소 값의 차이가 발생하며, 함수율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일정해질 때의 최종 함수율 감소 

값은 B-1 시료 10.5%, B-2 시료 9.1%, B-3 시료 15.2%로 

B-2 시료가 가장 낮은 함수율 감소를, B-3 시료가 가장 높

은 함수율 감소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7).

(2) 표면변화도

시료의 표면변화 시작은 B-2 시료가 가장 먼저 발생

하였고, B-1 시료가 가장 늦게 확인되었다. 3가지 시료들

의 표면변화는 다른 시점에 생기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

날수록 점차 감소하여 5일이 지난 후부터 더 이상 진행되

지 않았다. 표면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점에 최종 

변화면적을 CAD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각각의 시료의 

표면변화 면적은 B-1 시료 9.1%, B-2 시료 6.0%, B-3 시료 

22.5%로 확인되었으며, B-3 시료가 다른 시료에 비해 표면 

변화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진 5).

그림 7. 태토 종류별 시료의 함수율 변화. 

시료의 표면변화 상태 CAD 

B-1

실험 전 시료
최초균열

(After 44H)
최종 표면변화 최종 표면변화율

B-2

실험 전 시료
최초균열

(After 20H)
최종 표면변화 최종 표면변화율

B-3

실험 전 시료
최초균열

(After 18H)
최종 표면변화 최종 표면변화율

사진 5. 태토 종류별 시료의 표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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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태토 종류별 시료의 수축률

가로축 세로축

길이(㎝) 수축률(%) 길이(㎝) 수축률(%)

B1-1 -1.0 11.8 -1.0 11.8

B1-2 -0.3 3.5 -0.3 3.5

B1-3 -1.9 22.4 -2.2 25.9

표 7. 태토 종류별 시료의 팽창률

가로축 세로축

길이(㎝) 팽창률(%) 길이(㎝) 팽창률(%)

B1-1 +0.04 0.5 +0.04 0.5

B1-2 +0.02 0.2 0 0.0

B1-3 +0.64 9.7 +0.7 11.7

실험 전 시료상태 수축 후 시료상태 팽창 후 시료상태

A1-1

A1-3

A1-4

사진 6. 태토 종류별 시료의 수축과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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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축률 측정

태토 종류별 마감층 시료의 수축률 차이를 비교한 결

과, 온·습도 조건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료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B1-1이 평균 11.8%로 세 종류의 시료 중

간에 해당하는 수축률을 보였으며, B1-2 시료는 평균 3.5%

로 가장 낮았다. 또한 B1-3 시료의 경우 평균 24.1%로 가

장 높은 수축률을 보였다(표 6, 사진 6).

(4) 팽창률 측정

태토 종류별 마감층의 팽창률 차이를 비교한 결과, 

온·습도 조건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료별로 다른 양

상이 나타났다. B1-1이 평균 0.5%로 세 종류의 시료 중간

에 해당하는 팽창률을 보였으며, B1-2 시료는 평균 0.1%로 

가장 낮았다. 또한 B1-3 시료의 경우 평균 15.2%로 가장 

높은 팽창률을 보였다(표 7, 사진 6).

Ⅳ. 고찰 및 결론

송산리 6호분 벽화의 토양 마감층을 대상으로 한 분

석결과를 통해 의사시료를 제작하고, 건조에 따른 함수율, 

표면변화, 수축률, 팽창률 등을 측정하여 물리적 변화특성

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연구된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의 대한 토

양 입자의 미세조직, 체가름 입도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마

감층은 조립사부터 극세립사 크기의 입도가 약 43%, 실트 

이하 크기의 입도가 약 57%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송산

리 6호분 벽화 마감층은 점토로 제작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경순 2011c; 김현지 2013; 이화수 외 2014b). 그러나 이

번 연구를 통해 세립사 크기 이하 입자에 대한 레이저 입

도분석 결과, 실트는 전체 입도의 71%, 점토는 실트 이하크

기 입도의 14%를 차지함에 따라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

층이 점토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트 함량이 높은 토양 배합 

조건으로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감층 재현 시료의 함수율 측정결과, 모든 시료가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 감소하다가 일정 시점에서 함

수율 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나, 미세한 차이는 발

생되었다. 이는 마감층 재현 시료 제작에 사용된 토양 재료

에 있어 각 시료의 실트 이하 크기의 입자들에서 발생되는 

수분 응집력, 포화도 그리고 표면에 대한 정전기적 부착력

이 다르게 작용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태토 종류별 시

료의 함수율 측정 결과에서는 모든 시료가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수분이 감소하다가 일정 시점에서 함수율 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벤토나이트 시료(15.2%), 

청자토 시료(10.5%), 황토 시료(9.1%)는 마감층 재현 시료

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 실트 이하 크기의 입자구성이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감층 재현 시료에 대한 표면변화 측정결과,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이 갖는 모래 및 실트 크기 함량과 동일

한 입도비로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면변화 차이가 발

생되었다. 표면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조건은 벤토나이

트 마감층 재현 시료가 15.5%이며, 그 다음으로 청자토 마

감층 재현 시료 7.8%, 황토 마감층 재현 시료 6.3% 그리고 

백토 마감층 재현 시료 6.2%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황토 및 백토가 나머지 두 종류에 비해 실트 이

상 크기가 많아 체적비 변화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

면, 벤토나이트 재현 시료와 청자토 재현 시료의 표면변화

율이 높았던 것은 두 조건의 시료에 실트 이하의 미분부 

함량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입도비의 경

우에도 실트 이하의 토립자 크기가 작아지면 입자의 비표

면적은 커지고 접촉면적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입자간 수

분 함유량은 증가되고 흡인력에 의한 입자간의 응집도가 

강하게 된다. 하지만 수분이 건조되면 입자간 흡인력과 응

집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한다

(임성훈 2005). 

청자토는 벤토나이트에 비해 미분부 함량이 높았음에

도 표면변화율이 벤토나이트 재현 시료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미분부 함량 차이 외에도 점토광물이 갖는 특성 또한 

함께 기인하여 응력 및 수축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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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점토광물은 토양 내 자유수분과의 층간결합을 통해 

흡습과 방습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희수 1996), 친수성을 유지해주는 층간수의 수화작용은 

토양의 물리적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Mitchell and Soga 1992). 따라서 토양 마감층에 포함되어 

있는 점토광물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시료들은 다른 수분 

함유량을 보이며 건조과정에서 내부응력이 발생되어 균열

과 박리 등의 표면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태토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시료의 

표면변화 측정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벤토나이

트 시료(22.5%), 청자토 시료(9.1%), 백토 시료(6.0%)의 변

화가 발생되어 마감층 재현 시료와 유사한 표면변화 경향

을 나타냈다. 

마감층 재현 시료의 수축률 측정 결과에서도 벤토나

이트 마감층 재현 시료가 평균 19.4%로 큰 변화를 보였으

며, 청자토 마감층 재현 시료는 평균 8.2%, 황토 마감층 재

현 시료와 백토 마감층 재현 시료는 평균 7.1%의 수축률을 

보였다. 이는 표면변화 측정과 유사한 결과로 실트 이하의 

미분부 함량뿐만 아니라 미분부에 포함되어 있는 점토광물

의 종류와 특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건조 및 

수축된 토양은 수분이 증가하여도 수축된 양보다 적게 팽

창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이소정 외 1997). 마감층 

재현 시료의 팽창률 측정결과에서는 네 가지 시료 중 벤토

나이트 마감층 재현 시료가 평균 1.4%로 가장 높은 팽창률

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미비한 변화만 확인할 수 있었다. 

태토별 시료의 수축률 측정결과, 벤토나이트 시료가 

평균 24.2%로 가장 높은 수축률을 보였으며 청자토 시료

의 경우 평균 11.8%, 백토 시료는 평균 3.5%로 수축하였다. 

팽창률 측정결과에서도 벤토나이트 시료가 평균 10.7%로 

가장 높았으며, 청자토 시료 평균 10.5%, 백토 시료 평균 

9.1%로 팽창한 것으로 나타나 표면변화 측정과 동일한 양

상을 보였다. 

분석 및 실험결과를 종합해보면, 마감층 재현 시료와 

태토 종류별 시료의 물리적 변화특성이 대부분 동일한 양

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벤토나이트가 함

유된 시료의 물리적 변화가 크게 발생되었다. 이는 벤토나

이트를 구성하는 주요 점토광물인 몬모릴로나이트의 특성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X선 회절분석결과에서 동

정된 몬모릴로나이트는 알루미나와 실리카 판상이 2:1층으

로 서로 강하게 연결될 수 없어 층 사이에 물 분자의 출입

이 비교적 자유로워 수분에 따른 팽창과 수축현상이 심하

게 나타난다(김계훈 외 2006). 따라서 네 가지 태토 중 청

자토가 가장 많은 실트 이하 미분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벤토나이트에서 물리적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몬모릴로나이트를 위주로 하는 팽윤성 점토광물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래 및 실트 이하 그리고 점토

의 함량을 위주로 한 토양 입자 크기 분석을 위주로 하였

고, 점토광물 자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점토광물 동정과 관련된 심

도있는 분석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실험결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해석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결과와 금번 분석결과를 통해 송산리 6호분 

벽화의 토양 마감층은 일반적인 토벽화 벽체 마감층에 비

해 실트의 함량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세립사 이하 크기의 토양으로 구성된 마감층은 석회로 

조성된 고분벽화 벽체에 비해 높은 다공성 및 친수성의 특

징을 가지며, 이로 인해 주변 습도에 따라 수분량을 달리하

면서 물리적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입도분석 결과에 따르

면, 벽체의 체적비를 유지하고 내구성을 보강할 수 있는 조

립사 및 중립사의 함량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실트 이하

와 같이 미분부 입자크기의 토양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이

러한 재료조건은 흡습과 방습이 반복될 경우 마감층의 체

적비 변화를 가져오며 결국 내부 응력 발생으로 인해 장기

적으로는 균열과 박리 등의 물리적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토양 재료특성 검토와 물리적 

변화 실험결과를 미루어 볼 때 송산리 6호분 벽화 마감층

에 발생된 균열 등의 손상은 실트 이하 크기 토양의 재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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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습도가 높은 고분 내부에서 발생되는 환경변화 등

의 요인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송산리 

6호분 벽화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마감층 구성재료

와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심도있게 규명해 나가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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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ral paintings drawn inside ancient tombs are very sensitiv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ch as 

temperature and humidity, especially the finish layer of the tomb murals differ in preservability depending on 

the material properties and humidity conditions.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mural painting of Songsan-ri 

Tomb No.6, where the finish layer was made of earth, and identified the physical changes that can occur due to 

drying, depending on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finish layer. I found out through particle size analysis that 

the finish layer of the mural painting in Songsan-ri Tomb No.6 is about 85.0wt% below silt, about 14.0wt% 

clay therein, mostly composed of silt and below clay. I also found out through physical property evaluation that 

surface change rate of samples showed the largest change at 15.5% in reproduced finish layer sample made up 

of bentonite, followed by 7.8% of reproduced finish layer sample made up of celadon soil, 6.3% of reproduced 

finish layer sample made up of loess, 6.2% of reproduced finish layer sample composed of white clay and the 

same order of change in appearance was confirmed in each sample consisted of soil. In addition, it showed the 

same trend of surface change rate, and the bentonite condition showed the largest change, in the measurement 

of shrinkage rate and expansion rate. The experiment shows that the finish layer composed of soil is affected by 

cohesion among particles according to the content of fine par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glomeration 

due to the content of the differentiated part and the stress due to the expansibility depending on the kind of the 

clay mineral etc.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hysical damage occurred in the mural painting finish 

layer of the Songsan-ri Tomb No.6 is related to the factors such as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soil and the 

highly humid environmental change inside the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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